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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앱 중에서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기부와 관련된 앱을 조사 비교하며, 이와 관련해서 기부의 확산을 위

해 필요한 기능을 알아보고 이를 설계하도록 한다. 기부문화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기부문화를 좀 더 확산시키고자 게

임을 통해 쉽게 기부에 다가갈 수 있는 앱이 필요하다. 기부와 관련된 앱으로써 기부를 할 수 있게 한다. 더 나아가 기업과 SNS 
매체에 연계하여 자연스레 기부에 대한 문화를 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 만든다. 

키워드: 기부(Donation), 동물(Animal), 환경(Environment), 노래(Song), 게임(Game)

I. 서 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부를 하고 싶어하지만 큰 금액에 따른 

부담감과 막상 쉽고 편리하게 기부를 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

가 많다. 또한 자동시스템의 기부 형식이 있지만 사람들에게 명확

하게 기부하고 있다는 뿌듯함을 제공하는데 약간의 부족함이 따른

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이 어플리케이션을 개

발하려한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기부를 편리하고 쉽게 게임을 통

해 즐기면서 기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II. 관련연구

스마트 폰 사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실생활에 유용한 어플리케

이션이 많이 개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부관련 인식이 많이 확

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어플리케이션도 등장하였다. 기부 관련으

로는 ‘기부톡’, ‘버블핑거’ 등이 있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기
부톡’은 무료 전화 통화를 기부함으로써 자동기부가 되는 어플이

다. 그러나, 기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별 제미나 즐거

움을 갖지 못한다. '버블 핑거'는 버블을 터뜨리는 게임으로 필요에 

따라 아이템 구매시 그 구매금액을 기부할 수 있게 해주는 어플리

케이션이지만 단순한 게임으로 사용자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단

점이 있다. ‘빅워크’는 GPS로 걸은 걸음만큼을 측정하여 10m에 

1원씩 기부금이 적립되는 형태이다.

한편, 노래 관련 어플리케이션으로 ‘톡송’이 있는데, 이것은 소

셜 네트워크 노래방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다. ‘톡송’에는 오디션 

기능이 있고 ‘톡송’으로 부른 노래는 각종 SNS를 통해 다른 사람

들과 같이 들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사용자가 노래 게임을 하며 아이템을 구매함

으로써 자연스럽게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처를 직접 선택 

할 수 있다는 것에 차별화를 두었다.   

표 1 기부 어플리케이션

Application 이름 기능

기부톡(GiveTalk)  전화 통화량을 이용한 기부

버블 핑거

(Bubble Finger)
게임을 통한 기부

빅워크(Bigwalk) 걸을 때마다 적립된 금액 기부

본 연구 노래 게임을 통한 기부, 기부처를 직접선택

III. 기부 어플리케이션 설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크게 게임 기능과 기부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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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요 기능

가사 맞추기 게임은 사용자가 직접 노래를 부르면서 가사를 맞

추는 방식이다. 아이템 구매를 통해 고득점과 기부를 할 수 있게 

한다. 
이때 음성 지원이 필요한데, 원곡을 베이스로 사용자가 노래를 

부르면 원곡과 비교하여 분석을 하게 된다. 
기부기능은 게임결과에 따라서 포인트를 지급해주고 사용자들

은 포인트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게 한다. 주요 아이템 목록은 

다음과 같다.
- 단어 알려주기 

- 한 소절 알려주기

- 코러스 지원

- 박수 지원

- 경고 1회 감소

- 음정 무시하기 

그리고 그 아이템 구매액은 기부처3곳(동물,환경,아동) 중 하나

를 선택하여 기부를 할 수 있게 한다. 기부금은 기업에서 후원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사용자가 기부를 원하는 마음을 이해하고 좀 더 쉽고 

편하게 기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와 동시에 기부만 하는 지

루함을 게임이라는 소재로 순화시켜 앞으로의 기부문화의 확산과 

새로운 인식 등과 같은 기대한다. 그 기대효과의 첫 번째는 기부에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노래 게임이라는 소재로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도와준다. 두 번째, 다양한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확산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 연동 되면서 사용자들이 

증가함으로 바이럴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차후에는 기부를 

원하는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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